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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8년 국내여행 감소, 해외여행 증가 지속될 것
- 여행 경험과 계획 모두, 전년대비 국내 감소⋅해외 증가
- 여름휴가 여행도 추이 계속될 듯

  금년 1월-5월 중의 여행 경험과 계획을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 국내여행은 줄고, 해외여

행은 늘었다. 특히 국내여행이 전년보다 더 줄어들고 있다. 다가오는 여름휴가도 국내는 감

소, 해외는 증가가 예상된다.

 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공동 수행하는 ‘주

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(매주 500명 조사)에서 ’17년과 ’18년 1월-5월의 여행 경험과 

계획을 비교 분석했다.

  ▲여행 경험률; 올해 1월-5월의 국내여행 경험률(지난 3개월간 1박 이상)은 66.2%로 작

년(69.1%)보다 2.9%p 낮았다. 국내여행의 감소가 뚜렷하다. 반면, 해외여행 경험은 28.2%

로 작년 동기(26.3%)보다 1.9%p 높았다[그림1-1]. 즉 국내여행은 2.9%p 감소하고, 해외

여행은 1.9%p 증가했음을 보여준다. 이 경향은 지난 5개월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.

  ▲여행 계획률; 향후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국내여행을 할 계획은 70.0%로 작년 

동기(73.0%)보다 3.0%p 낮았다. 반면 해외여행은 36.3%로 작년(35.5%)보다 0.8%p 높았

다[그림1-2]. 여행계획 역시 국내는 줄어들고 해외는 늘어나고 있다.

  4월과 5월의 여행계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름휴가 계획이다. 올해 여름휴가 여행은 작

년보다 심한 국내여행 부진, 해외여행의 인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. 국내여행의 활성화

가 핵심문제다. 국내여행이 부진하면 해외여행은 늘게 마련이고, 관광수지적자도 줄일 수 

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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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1] 여행 경험률 및 계획률 추이 (’17년 vs. ’18년 1월-5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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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(연간 2만 

6천명 조사)을 대상으로 하는 ‘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’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매주 업데이트되

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 에서 볼 수 있으며, 2016-2017년 조사 

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(리포트 다운로드 받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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